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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8개 에디션 모두 포함

Learning Journey

학습 로드맵 가이드

Learning Room

소셜 학습이 가능한 학습룸

Learning Material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학습교재

실습
시스템

학습자료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10시간 기본 제공
추가 시간 필요시, 별도 구매

SAP S/4HANA Cloud

• SAP Cloud Platform
• SAP HANA
• Data Warehousing 
• SAP MDG
• SAP Data Services

• Process Orchestration
• ABAP
• System Administration
• Solution Manager
• System Security

• SAP BO/BI
• SAP Analytics Cloud
• SAP Lumira
• SAP BW/4HANA
• SAP BPC

• SAP Predictive Analytics
• SAP S/4HANA embedded 
analytics
• SAP GRC

• SAP Hybris Commerce
• SAP Hybris Marketing
• SAP Hybris C4C
• SAP Hybris Billing

• SAP CRM
• SAP S/4HANA Sales
• SAP ERP Sales

• SAP IBP
• SAP TM
• SAP EWM
• Internet of Things
• ME and MII
• SAP Portfolio and 
Project Management

• SAP S/4HANA 
Manufacturing
• SAP S/4HANA 
R&D/Engineering
• Enterprise Asset 
Management (Plant 
Maintenance)

• SAP ERP HCM • SAP SuccessFactors

• SAP S/4HANA Finance
• SAP ERP Finance
• Treasury & Risk 
Management

• Cash Management
• Real Estate Management
• SAP BPC
• SAP GRC solutions

Digital Platforms

Procurement and Networks

Analytics

Customer Experience

IoT and Digital Supply Chain

People Engagement

Finance

• SAP S/4HANA
• Procurement & Sourcing

SAP ERP P rocu rement
• SAP Ariba Solutions

SAP Learning Hub SAP 솔루션 학습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

(1)

(2)

(3)

(4)

(5)

(6)

(7)

(8)



Q. 러닝허브가 무엇인가요?

SAP 솔루션학습을위해다양한형태의학습환경을제공하는 디지털학습플랫폼입니다.

Q. 어떤 형태의 학습 환경이 제공되나요?

 E-book 형태의 SAP 교육용교재

 SAP 전문가와소통할수있는학습룸

 다양한주제의온라인라이브세션

 교재연습문제를실습해볼수있는교육용시스템*
 학습방향을 알려주는학습로드맵

Q. 온라인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러닝허브는 온라인과정이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 환경 (교재, 문서, 영상, 튜토리얼, 소셜 학습룸, 학습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SAP 솔루션을 학습하기위해 필요한모든자료를러닝허브에서 제공합니다.

Q. 한글로 학습이 가능한가요?

네, SAP Core 영역은한글학습이가능합니다.
러닝허브는전세계 모든 사람이 SAP 솔루션을 배우고 활용할 수있도록 제공하는 학습플랫폼이므로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현재는 전체 자료의 10%인 약 500 여개의 학습 자료가 한글로 제공되고, 지속적으로
한글학습자료업데이트가진행되고 있습니다.

Q. 러닝허브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가장빠르게 SAP 최신의지식을학습할수있습니다.
• 언제어디서든웹, 모바일로학습이가능합니다.
• 구매후, 1년동안지속적으로 원하는학습환경을제한없이 사용할수있습니다.
• 학습비용과학습시간의효율성을극대화할 수있습니다.
• 학습완료확인후관련된 SAP Certification 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을부여합니다.

Q. 러닝허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SAP교육사업본부로 연락을주시면, 상세한설명과함께러닝허브데모도보여드립니다.
이메일(education.korea@sap.com) 또는전화(02-2194-2660)를통해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교육용학습자료예시 ▲ 학습룸예시 ▲ 학습로드맵예시

* 실습시스템은러닝허브를구매한학습자만추가비용을내고별도로구매할수있음

Learning Hub FAQ 디지털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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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정보

		SAP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 프로모션 _ 결제 정보

		No.		결제 방법		발행 일자
(Learning Hub
시작일 기재)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이름		연락처		e-mail

		예시		청구 세금계산서		9/5/18		첨부 필요		홍길동		010-1234-5678		education.korea@sap.com

		1

		2

		3

		4

		5

		6

		7

		8

		9

		10

		* 입금 정보: 우리은행 323-070714-13-001, 1005-700-279566 (예금주: 에스에이피코리아㈜)

		* 계약 & 등록 기간이 약 5일 정도 소요되니, 시작일 기입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mailto:education.korea@sap.com

2. 등록 정보

		SAP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 프로모션 _ 등록 정보

		No.		한글이름		영문이름
(First Name)		영문 성
(Last Name)		회사		Learning Hub
시작일		e-mail		연락처		구매 Edition

		예시		홍길동		Gildong		Hong		SAP		9/5/18		education.korea@sap.com		010-1234-5678		Edition for		(3) Procurement and Networks

		1

		2

		3

		4

		5

		6

		7

		8

		9

		10

		* 계약 & 등록 기간이 약 5일 정도 소요되니, 시작일 기입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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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수신 정보

		SAP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 프로모션 _ 계약서 수신 정보

		No.		수신자 이름		수신자 연락처		수신자 주소
(우편번호 포함)

		예시		홍길동		010-1234-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8층 SAP Korea (우) 06292

		1

		2

		3

		4

		5

		6

		7

		8

		9

		10

		* Learning Hub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 직인 날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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